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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thyl methacrylate) (PMMA)의 착색을 위하여 아크릴 그리고 비닐설폰기를 가지는 청색 및 오렌지 아조 염
료들을 6-bromo-2-cyano-4-nitroaniline과 2,5-dimethoxy-4-(vinylsulfonyl)benzenamine을 3-acrylamido-(N,N-diethylamino) benzene과 3-methyl-(N,N-diethylamino)benzene의 아조 짝지음 반응을 이용하여 각각 합성하였다. 또한 알릴기를 가지는
염료는 비닐설폰과 allylamine과의 반응에 의하여 제조하였다. PMMA의 착색은 아크릴, 비닐설폰 그리고 알릴 작
용기를 가지는 염료를 직접 methyl methacrylate (MMA)와 공중합하거나, MMA와 공중합한 고분자염료 및 반응성
기가 없는 염료 2를 직접 MMA에 용해하여 중합과 동시에 착색하였다. 3가지로 착색한 PMMA의 염색 견뢰도를
여러 환경 조건에서 염료의 용해도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Acryl and vinyl sulfone functionalized blue and orange azo dyes were prepared by the coupling reaction of 6-bromo2-cyano-4-nitroaniline and 2,5-dimethoxy-4-(vinylsulfonyl)benzenamine with 3-acrylamido-(N,N-diethylamino)benzene and
3-methyl-(N,N-diethylamino)benzene, respectively, for the coloring of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Allyl functionalized dye was also prepared by reacting vinyl sulfone-containing dye with allylamine. Three types of dyeing method
were used: the copolymerization of reactive dye with methyl methacrylate (MMA) and dyeing by polymerization of
MMA in the presence of polymeric dye and dye 2 without reactive function. The color fastness for the three PMMAs
were evaluated by comparing the solubility of dye under various conditions.
Keywords: PMMA, azo dye, reactive dye, polymeric dye

1. 서

론

다 견뢰도가 우수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중합이 가능한 염료를 고분
자 사슬에 결합시켰을 때 제조한 중합체의 광학적 견뢰도도 크게 증

1)

플라스틱이 널리 응용됨에 따라서, 착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종류

가하여 매우 우수하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만약 사용되는 염료의 양

의 착색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착

이 그리 많지 않을 경우 고분자 자체의 기계적 성질, 열적 성질 등에

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특히 유기 착색제를 사용하는 경우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착색된 고분자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중합이

에 원하는 색의 발현, 응용 목적 그리고 고분자의 가공문제까지 고려

가능한 염료는 중합을 진행할 때에 단량체에 적당량 첨가하여 중합

하여 염료를 선택하여야 한다[1-4]. 특히 투명한 플라스틱을 착색할

개시제 존재 하에서 중합시킴으로서 착색된 중합체를 바로 얻을 수

때, 고체 착색제를 첨가하여 가공하는 경우 여러 가지 광학적 성질이

있다[9,10].

저하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최근에는 나노 크기의 분산

Methyl methacrylate (MMA)계의 플라스틱 렌즈로 사용하기 위해서

염료를 사용한 착색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 가

는 착색할 때 균일하게 염색이 되어야한다. 즉 염색 결함이 없어야 하

운데에서 용제 염료(solvent dye)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염료

는데 보통 수용액 상의 염료 용액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염색 방법을 사

와 혼합하여 폭 넓은 조절이 가능하고 균일성이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용한다. 유기 용매를 사용할 경우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현재 이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5-8].

의 물리적인 변형이나 불균일한 염색이 일어나는 등 많은 단점을 내

전통적인 염료에 비하여 단량체들과 공중합이 가능한 염료는 염료

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색 도중 염색액의 온도를 높인다든

분자가 고분자 사슬에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

가, 초음파를 이용한 염료의 침전 방지, 균일한 염료 용액의 농도 유

기 용매, 계면활성제 등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염료를 사용한 경우보

지 그리고 초음파 에너지에 의한 염색 속도를 높이는 공정이 필요하
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MMA 단량체 성분에 착색제를
균일하게 혼합 용해하여 중합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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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이 과정에서 중합이 가능한 염료를 사용하거나 고분자 형태

(CDCl3): δ 8.84, 8.58 (s, 2 H, aromatic protons), 7.73, 6.53, 6.48 (d,

의 염료를 사용하여 착색하는 방법도 실질적인 응용성이 있으며 중합

d, s, 3 H, aromatic protons in coupler), 7.17, 6.17, 5.71 (s, m, d, 3

이 가능한 작용기를 가지는 염료를 MMA 단량체와 혼합하여 렌즈를

H, vinyl protons), 3.10 (q, 4 H, -N(CH2-CH3)2), 1.13 (t, 6 H, -N

제작하기 위한 주조 성형(cast molding) 공정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

(CH2-CH3)2). UV-Vis: λmax 585 nm. Anal. Calcd for C20H19BrN6O3

할 수 있다[15-24].

(471.31): C, 50.97; H, 4.06; N, 17.83. Found: C, 50.68; H, 4.04; N,

본 연구는 라디칼 중합이 가능한 아크릴, 비닐설폰 그리고 알릴 작

17.62.

용기를 가지는 반응성 청색 또는 오렌지 아조염료 합성과, MMA와

2: Yield 87%. IR (KBr): 3040-3020 (aromatic C-H), 2890 (aliphatic

중합이 가능한 반응성 염료를 공중합하여 염료분자가 고분자 주 사슬

C-H), 2210 (C≡N), 1728 (C=O), 1694 (-N=N-), 1682 (C=C), 1250-

에 삽입된 PMMA 제조를 다루고 있다. 또한 반응성 염료를 공중합시

1050 (C-N and C-O) cm-1. 1H NMR (CDCl3): δ 8.83, 8.58 (s, 2 H,

킨 고분자 염료 및 반응성이 없는 염료를 혼합한 MMA를 중합하여

aromatic protons), 7.72, 6.54, 6.48 (d, d, s, 3 H, aromatic protons in

착색한 PMMA를 제조를 다루고 있다. PMMA의 착색 견뢰도(fast-

coupler), 3.10 (q, 4 H, -N(CH2-CH3)2), 2.31 (q, 2 H, -NH-

ness)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용해도 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COCH2CH3), 1.13 (t, 6 H, -N(CH2-CH3)2), 1.09 (t, 3 H, -NHCOCH2CH3).
UV-Vis: λmax 585 nm. Anal. Calcd for C20H21BrN6O3 (473.32): C,

2. 실

험

50.75; H, 4.47; N, 17.76. Found: C, 50.37; H, 4.43; N, 17.67.
3: Yield 96%. IR (KBr): 3050-3020 (aromatic C-H and vinyl C-H),

2.1. 시약 및 기기

2890 (aliphatic C-H), 1694 (-N=N-), 1680 (aromatic C=C), 1600

Methyl methacrylate (MMA)는 시약용 제품을 억제제 제거 컬럼을

(-CH=CH2), 1300 (-SO2-), 1250-1050 (C-N and C-O) cm-1. 1H NMR

통과한 다음 사용하였다. 6-Bromo-2-cyano-4-nitroaniline, 3-(N,N-di-

(CDCl3): δ 7.84 - 7.75 (m, 2 H, aromatic protons), 6.96, 6.46, 6.05

ethylamino)acetanilide, 2,5-dimethoxy-4-(vinylsulfonyl)benzenamine 그

(dd, d, d, 3 H, -CH=CH2), 7.61, 6.68 - 6.45 (s, m, 3 H, aromatic

리고 3-methyl-(N,N-diethylamino)benzene (Jiangsu Aolunda High-

protons in coupler), 4.01, 3.94 (s, s, 6 H, 2 -OCH3), 3.46 (q, 4 H,

Tech Industry Co. Ltd., China)은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N(CH2-CH3)2), 2.69 (s, 3 H, -CH3), 1.23 (t, 6 H, -N(CH2-CH3)2).

3-Acrylamido-(N,N-diethylamino)benzene은 triethylamine의 존재하에

UV-Vis: λmax 428 nm. Anal. Calcd for C21H27N3O4S(417.52): C,

서 3-(N,N-diethylamino)aniline과 acryloyl chloride의 반응에 의하여 얻

60.41; H, 6.52; N, 10.06; S, 7.68. Found: C, 60.35; H, 6.53; N, 10.02;

었다. Sodium nitrite 그리고 benzoyl peroxide (BPO), allylamine (Al-

S, 7.67.

drich Chem. Co.)은 시약용 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FT-IR 스펙트럼은 Biorad Excaliber FTS-3000MX 분광광도계를 사용
1

2.3. 알릴기를 포함하는 오렌지 아조염료(4)의 제조

하여 얻었으며 H NMR 스펙트럼은 Varian Unity Inova (200 MHz)

플라스크(250 mL)에 질소 주입장치와 환류 냉각기를 설치하고 화

분광계를 사용하여 얻었다. 원소분석은 Yanaco MT-3 CHN 분석기를

합물 3 (4.11 g, 10.0 mmol), allylamine (2.85 g, 50.0 mmol)을 N-meth-

사용하였다. UV-Vis 스펙트럼은 Shimadzu 1601PC 분광광도계를 사

ylpyrrolidinone (50 mL)에 용해한 후 80 ℃에서 48 h 동안 휘저었다.

용하여 클로로포름 용매를 사용하거나 필름이나 두께를 가지는 판은

반응이 끝난 다음 실온으로 식히고 증류수 (500 mL)에 재침전하여 생

직접 흡광도를 측정하여 얻었다. 내환경 실험은 Xenon Weather-

긴 침전물을 거른 다음 증류수로 3회 씻었다. 얻어진 생성물은 60 ℃

Ometer (Atlas S3000) 기기를 사용하였다.

에서 48 h 동안 진공에서 말린 다음 아조염료 4를 얻었다.
4: Yield 96%. IR (KBr): 3350-3400 (-NH-), 3050-3010 (aromatic

2.2. 아조염료(1-3)의 제조

C-H and vinyl C-H), 2880 (aliphatic C-H), 1695 (-N=N-), 1680 (aro-

6-Bromo-2-cyano-4-nitroaniline (2.42 g, 10.0 mmol)을 6 N HCl (5

matic C=C), 1620 (-CH=CH2), 1300 (-SO2-), 1250-1050 (C-N and

mL)에 녹인 다음 얼음을 사용하여 5 ℃ 이하로 식히고 sodium nitrite

C-O) cm-1. 1H NMR (CDCl3): δ 7.80, 7.50 (m, 2 H, aromatic pro-

(15%, 7 mL) 수용액을 격렬하게 휘저으며 15 min 동안에 서서히 방

tons), 7.70, 6.50, 6.40 (d, d, s, 3H, aromatic protons in coupler), 6.10

울방울 더하였다. 노란색-오렌지색의 용액을 0∼5 ℃를 유지하며 1

-5.30 (m, 3 H, -CH=CH2), 3.50 (s, 6 H, -OCH3), 3.10 (q, 4 H, -N

h 동안 반응을 진행한 후 종결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디아조늄 염에

(CH2-CH3)2), 2.80 (m, 4 H, -CH2-NH-CH2-), 2.60 (m, 2 H, -CH2-

3-acrylamido-(N,N-diethylamino) benzene (2.18 g, 10.0 mmol)에 묽은

SO2-), 2.31 (s, 3 H, -CH3), 1.13 (t, 6 H, -N(CH2-CH3)2). UV-Vis: λmax

NaOH 수용액 (10%, 15 mL)을 혼합하여 3∼5 ℃를 유지하며 격렬하

427 nm. Anal. Calcd for C24H34N4O4S(474.62): C, 60.73; H, 7.22; N,

게 휘저으며 40 min 동안 짝지음 반응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반

11.80; S, 6.76. Found: C, 60.85; H, 7.13; N, 11.70; S, 6.72.

응 혼합물을 2 N HCl (20 mL)을 가하여 중화시킨 다음 반응을 종결
하였다. 침전된 아조염료 1를 거르고 여러 차례 증류수로 씻은 다음

2.4. 고분자염료(5)의 제조

속성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또 다른 아조 염

MMA (90.0 g, 900 mmol), 염료 1 (10.0 g, 21.2 mmol) 그리고 BPO

료 2는 3-propionylamido-(N,N-diethylamino)benzene를 사용하여 제조

(0.24 g)의 혼합물을 앰플에 넣어 섞은 다음 freeze-thaw 방법을 반복

하였으며 오렌지 아조염료 3은 2,5-dimethoxy-4-(vinylsulfonyl)ben-

한 후 산소를 제거하고 진공에서 밀봉하였다. 앰플의 온도를 60 ℃로

zenamine과 커플러로서 3-methyl-(N,N-diethylamino)benzene을 사용하

유지하며 48 h 동안 라디칼 중합을 진행하였다. 중합이 진행된 공중합

여 제조하였다.

체를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용해하여 석유에테르에 재침전하고 거른

1: Yield 84%. IR (KBr): 3040-3020 (aromatic C-H and vinyl C-H),
2890 (aliphatic C-H), 2210 (C≡N), 1726 (C=O), 1694 (-N=N-), 1662
(C=C), 1250-1050 (C-N and C-O) and 960 (-C=C-H) cm-1. 1H NMR

다음 50 ℃에서 12 h 동안 진공에서 말린 다음 고분자염료 5를 얻었
다.
5: Yield 95%. IR (KBr): 3300 (NH), 3050-3010 (weak, ar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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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Scheme 1>

3. 결과 및 고찰
C-H), 2920-2880 (aliphatic C-H), 2210 (weak, C≡N), 1725 (C=O),
-1 1

1694 (weak, -N=N-), 1660 (C=C), 1250-1050 (C-N and C-O) cm . H

아크릴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청색 아조염료 1은 Scheme 1에 나

NMR (CDCl3): δ 8.84, 8.58 (w, s, 2H, aromatic protons), 7.73, 6.53,

타난 바와 같이 6-bromo-2-cyano-4-nitroaniline과 3-acrylamido-(N,N-

6.48 (w, d, d, s, 3H, aromatic protons in coupler), 3.62 (br, 3 H,

diethylamino)benzene의 아조 짝지음 반응에 의하여 84%의 수율로 합

-COOCH3), 3.09 (q, 4 H, 2 -N(CH2-CH3)2), 1.82-1.41 (br, 5 H,

성하였다. 또한 같은 발색단을 가지지만 아크릴아미도 작용기 대신에

-CH2CH(CH3)-), 1.13 (t, 6 H, -N(CH2-CH3)2). UV-Vis: λmax 587 nm.

propionylamido기를 가지는 청색 아조염료 2는 6-bromo-2-cyano-4nitroaniline과 3-propionylamido-(N,N-diethylamino)benzene을 사용하

2.5. MMA의 벌크 중합

여 같은 조건에서 합성하였다.

MMA의 벌크 중합(bulk polymerization)은 MMA 시트를 제조하는

비닐설폰 반응성기를 가지는 오렌지 아조염료 3은 2,5-dimethoxy-

전통적인 벌크 중합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분자염료 5 (10.0 g)와 BPO

4-(vinylsulfonyl)benzenamine과 3-methyl-(N,N-diethylamino)benzene의

(단량체의 0.2 mole%)를 MMA (90.0 g, 0.900 mol)에 완전히 용해시

아조 짝지음 반응에 의하여 제조하였다. 또한 알릴 반응성기를 가지

켜 앰풀에 옮기고 가스를 제거한 다음 80 ℃에서 30 min, 85 ℃에서

는 오렌지 아조염료 4는 Schem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합물 3과

50 min 그리고 60 ℃에서 4 h 동안 중합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단계에

allylamine의 친핵성 첨가반응에 의하여 제조하였다.

서 95 ℃로 온도를 올려 6 h 더 중합반응을 진행하여 염색된 MMA의

염료의 화학구조 분석은 1H NMR, IR 그리고 원소분석에 의하여 확

벌크 중합체를 제조하였다. 다른 시료 즉 염료 1～4를 사용하여 착색

인하였다. FT-IR 스펙트럼에서, 1662 cm-1 부근의 피크와 1726 cm-1는

한 PMMA는 같은 중합 방법으로 시료를 제조하였다.

반응성 염료 1의 비닐기와 카보닐기에 의하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염료 2의 경우에는 카보닐기만 1728 cm-1에서 확인할 수 있었

2.6. 탈 염료 실험

다. 1H NMR 스펙트럼에서 7.17, 6.17 그리고 5.71 ppm에서 염료 1의

제조된 벌크 중합체는 10 × 10 × 1 mm의 시트형태의 시료로 제

비닐기의 양성자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염료 2의 경우에는 propi-

작하여 탈 염료 실험을 진행하였다. 필름형태의 시료는 상기 PMMA

onylamido (CH3CH2CONH-)의 양성자가 1.09와 2.31 ppm 부근에서

를 클로로포름에 2 g/10 mL의 농도로 용액을 제조하여 직경 1 mm

각각 3중선과 4중선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할 수 있었다. 오렌지 염료

그리고 두께 0.1 mm의 필름을 형성하고 용매를 천천히 증발시켜 주

3은 특이한 비닐설폰의 양성자가 6.96, 6.46과 6.05 ppm 부근에 나타

조한 다음 사용하였다. 염색된 MMA의 탈 염료 실험은 시트, 필름 그

남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알릴 오렌지 염료 4는 allylamine의

리고 분말의 형태로 에탄올, 식용유 그리고 헥세인을 사용하여 상온

첨가에 의하여 비닐설폰기가 모두 사라지고 5.30～6.10 ppm 사이에

이나 50 ℃에서 2 h 동안 추출한 다음 시트와 필름은 그대로 흡광도

특징적 allyl 다중선이 나타남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가지 염

를 측정하고 분말은 클로로포름에 용액 상으로 얻었으며 또한 추출액

료의 CHN 원소분석의 결과는 모두 예상된 화학 구조의 값과 잘 일치

의 UV 스펙트럼의 상대적 흡수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분말상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응성 염료 1과

의 고분자는 벌크 중합시킨 시료를 클로로포름에 용해하여 헥세인에

아조 염료 2의 자외선-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특성적인 최대 흡수밴

재침전하여 여과한 다음 50 ℃에서 12 h 동안 진공에서 말린 다음 탈

드는 585 nm에서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아조벤젠의 양쪽에 강한 전자

염료 PMMA를 제조하였다. 계면활성제는 시중의 MAO계열 계면활

주게와 전자 받게 조색단을 가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성제를 5% 용액으로 희석하여 30 min간 분산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한 반응성 염료 3과 4의 자외선-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427 nm에서

염료 2～5을 사용한 PMMA의 벌크 중합체 시료의 제조도 비슷한 과

강한 청색 흡수띠를 보여 주었으며 상대적으로 강한 오렌지색을 보여

정으로 진행하였다.

주었다. 합성된 염료의 물리적 성질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반응성 염료 1은 아크릴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라디칼 비닐중
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량체로서 MMA와 공중합이 가능하다.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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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me Physical Properties of Dyes 1-5
Properties

λmax (nm)

Mw

ηinhb

Solubility in MMA
(g/100 g)

Yield (%)

1

585

471.31

-

11.4

84

2

585

473.32

-

11.3

87

3

428

417.52

-

9.1

96

4

427

474.62

-

10.3

96

5

587

42,000a

0.47

90.1

95

Dyes

a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bInherent viscosity.

Table 2. Solubility of Azo Dyes 1-4 and Polymeric Dye 5
Solvent
DMFb
THFc
DMSOa
Dyes
f
1
++
++
++
g
2
++
++
+
3
++
++
+
4
++
++
++
h
5
+
+
a

b

c

CHCl3

EtOH

Toluene

Hexane

MMAd

VOe

++

+

+

-

+

+

++
+
+
+

+
+
+
-

+
+

-

+
+
+
++

+
+

d

e

f

g

h

Dimethylsulfoxide; dimehtylformamide; tetrahydrofuran; methylmethacrylate; vegetable oil; soluble; slightly soluble; insoluble.

Figure 1. The UV-Vis absorption spectra of blue azo and orange
dyes.
2의 용해도 특성에 보는바와 같이 염료 1의 라디칼 동종중합은 벤젠
이나 dimethylformamide에 용해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다. 고분자 형태로서 착색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염료 1을 MMA

<Scheme 3>

와 공중합하여 고분자의 주 사슬에 도입하였다. 염료 1과 MMA의 공
중합 비는 몰비로 1대 9이었으며 라디칼 공중합에 의하여 합성하였으

용해하였으며 그리고 단량체인 MMA에도 매우 잘 용해하였다. 공중

며 Scheme 3에 요약하였다. 염료 1의 조성이 큰 공중합체는 염료 단

합체 염료 5의 자외선-가시광선 흡수밴드 역시 587 nm에 최대흡수

량체의 MMA에 대한 용해도(11.4 g/ 100 g)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합성

파장을 보여주었으며 염료 1과 2와 같은 특성을 보여 주었으며 흡수

하기 곤란하였다. 얻어진 공중합체 염료 5의 수율은 모두 95% 이상으

밴드는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로 얻어졌으며 MMA와 염료 1의 반응성 비의 차이가 없지만 공중합

3가지 형태의 착색된 PMMA 중합은 반응성 염료 1, 3과 4, 아조염

체에서 각 단량체들의 조성은 원래 투입된 단량체들의 몰 비와 큰 차

료 2 그리고 공중합체 염료 5의 존재 하에서 라디칼 개시제를 사용한

이가 없음을 NMR 분석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결국 입체 장애를 가지

전형적인 벌크 중합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합할 때 염료가 MMA에

지만 공중합체 조성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화학구조 분석

완전히 용해되어야 상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균일한 착색이 이루

1

은 IR과 H NMR 분광기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예상된

어졌다. 착색은 초기에 1%의 염료를 단량체에 첨가하여 완전하게 용

화학구조와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MMA와 얻어진 고분자염료 5의

해한 다음 중합을 시도하였다. 염료 1～5의 MMA에 대한 용해도는

고유점도는 0.47이고 중량평균 분자량(Mw)은 42,000 g/mol 그리고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착색에 충분한 용해도를 보여주었다. 고

분자량분포는 3.72임을 GPC 분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고분자

분자염료를 MMA에 균일하게 용해하여 단량체 용액을 염색한 후, 라

염료 5는 클로로포름, 아세톤, tetrahydrofuran과 같은 유기 용매에 잘

디칼 개시제를 사용하여 라디칼 중합을 진행하였다. 염료 1, 3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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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ve intensity of UV absorption after extraction of
PMMA sheet (1 mm thickness) with various solvent.

Figure 4. Relative intensity of UV absorption after extraction of
PMMA powder with various solvent and surfactant.

Figure 3. Relative intensity of UV absorption after extraction of
PMMA film (0.1 mm) with various solvent.

Figure 5. Relative intensity of UV absorption of various dyes after
aging in the Weather-Ometer for 3 h.

4를 사용하여 착색한 PMMA의 경우 염료 분자의 아크릴, 비닐설폰

나 식물성 기름(VO)으로 추출하였을 때, 얻어진 PMMA의 광학적 성

그리고 알릴기가 라디칼 중합에 참여하여 고분자 주 사슬에 결합된

질 변화가 매우 작았으며 이것은 아크릴, 비닐설폰 그리고 알릴 작용

형태로 얻어졌다. 염료 2를 사용한 경우 MMA와 공중합을 할 수 있는

기를 포함한 염료가 MMA와의 중합과정에서 완전하게 공중합이 되

작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분자 사슬에 염료가 결합을 할

어 염료분자가 고분자 주 사슬에 삽입이 되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

수 없어서 단순히 염료가 중합된 고분자에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다. 그러나 염료 2는 중합에 참여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

또한 고분자염료 5를 사용하여 제조한 시료는 고분자염료 성분이

으므로 단순하게 고분자 사슬에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염료

MMA가 중합됨에 따라 완전히 중합체와 균일하게 혼합된 고분자 블

의 이동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염료 2를 사용한

렌드가 제조되었다. 염료 1～4와는 달리 고분자염료 5는 중합할 때

PMMA 시트는 자외선-가시광선 흡수밴드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면

단량체인 MMA에 매우 좋은 용해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것은 고분

에 에탄올로 추출한 용액은 585 nm에서 강한 흡수밴드를 보여주었다.

자염료 5를 포함하는 염료가 MMA 단량체 내에 완전한 용해가 일어

한편 염료 5를 사용한 PMMA에서도 약간의 염료가 추출되었으나 매

나서 매우 강한 착색 특성을 보여주었다. PMMA 중에 염료단위가 고

우 강한 흡수밴드를 보여주었다. 이는 염료분자가 이미 고분자 형태

분자 매트릭스 사이에 균일하게 퍼져있음을 뜻한다.

로 주 사슬에 포함된 고분자염료로서 PMMA 사슬과 균일하게 혼합된

약 1.0% (w/w)의 염료 1～4를 포함하는 PMMA의 두께를 가지는
시트나 필름은 매우 강한 청색 및 오렌지색을 보여주었으며 고분자염

고분자 블렌드를 이루므로 추출에 대한 저항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료 5도 외관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PMMA를 얻을 수 있었다.

시료로서 두께가 얇은 필름을 사용하여 측정한 자외선-가시광선의

일반적으로 용제 염료로 염색을 할 경우 염료는 PMMA 매트릭스

상대적 강도를 비교하여 도시한 결과가 Figure 3에 나타나 있다. 얇은

속에 균일하게 수지에 염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염색이나 중합 후 용

필름을 사용할 경우 시트 시료와는 달리 용매가 고분자 메트릭스 사

매나 부산물들을 제거 또는 건조할 때 수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이로 충분할 정도로 침투가 되지만 반응성 염료가 주 사슬에 도입된

것은 주로 염료의 용해도가 좋지 않아 염료를 용해하는데 보조제로

PMMA의 경우 저항성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혼합된 염료의 경우 대

쓰이는 용매나 알콜 등이며 이들의 방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용제

부분 추출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고분자염료의 경우 역시

염료를 사용하여 착색한 PMMA는 에탄올이나 유지 등에 염료가 용해

좋은 용매에 대한 큰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되어 견뢰도가 낮게 나타나게 된다.

얻어진 모든 시료를 클로로포름에 용해하여 석유에테르에 재침전

염료로 착색된 PMMA의 염료 이동 시험에서 Figure 2에서 보이는

한 후 얻어진 분말의 자외선-가시광 흡수 밴드를 비교한 실험 결과가

바와 같이 시트 형태의 시료로 얻은 결과 반응성 염료들로 착색된

Figure 4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고분자염료를 포함하는 PMMA가 가

PMMA는 약간의 염료 이동 현상을 보여주었다. PMMA를 에탄올이

장 좋은 저항성을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이 반응성 염료로 착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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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A의 순이었다. 이것은 고분자염료의 경우 이미 제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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